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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용산구의 동쪽에 위치한 한남동은 부촌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부촌과 빈촌이 공존하는 장소다. 이 곳은 

2000년대까지는 주택가의 성격이 강한 동네였지만, 2000년대 말~2010년대 초 이후 ‘길’을 중심으로 문화경제적 실

천이 집적되면서 새로운 장소, 이른바 창의경제의 장소로 변환되고 있다. 이런 장소의 생산은 다양한 창의계급들이 상

이한 구역을 각각 차지하는 양상을 보이며, 그들 사이의 접촉지대에서는 경합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곳의 한 구역

에서는 대기업의 경제자본을 바탕으로 문화적 기획을 왕성하게 전개되는 한편, 다른 구역에서는 창의적 소생산자 혹

은 창의적 하층계급이라고 칭할 수 있는 행위자들이 문화자본을 배치하여 우사단길과 한강진길이라는 비공식적 이름

의 장소로 형성하는 실천을 수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10년대의 한남동은 상이한 곳들에서 상이한 행위자에 의한 

상이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서, 내국인들의 상이한 창의계급이 물리적 위치를 공유하지만 사회적 관계와 소통 

네트워크는 거의 부재한 채로 공존하는, 즉, 서로에게 ‘이방인’이 되는 장소로 생산되고 있다. 

주요어 : 서울/용산/한남동, 장소/장소 생산, 창의계급, 창의적 하층계급, 젠트리피케이션

Abstract : Hannam-dong, which lies at the eastern part of Yongsan-gu in metropolitan Seoul has been 
known as one of the affluent area, but actually it is divided into different sub-areas including poor ones. 
Although it used to be a quiet residential neighborhood, be they rich or poor, some streets (gil) have be-
come the places of creative economy since the late 2000s. The place-making of Hannam-dong is accom-
panied by taking-place of different creative classes in different sub-areas, and there have emerged contes-
tation, negotiation and clash among them at the contact zone. While the big companies such as Samsung 
explores their own version of cultural/creative entrepreneurialism in one sub-area, the actors that can be 
dubbed as ‘creative small producer’ and/or ‘creative underlass’ produce Hangangjin-gil and Usadan-gil as 
artistic-cum-economic communities by deploying cultural capital. All in all, Hannam-dong is an inter-
esting case that different types of gentrifications are produced by different actors in different sub-areas, 
which results in producing another kind of ‘community of strangers’ where different (creative)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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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한남동, 분쟁 중인 창의도시? 

최근의 한남동(서울시 용산구)에서 발생한 사

건 하나를 소개하면서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 

사건은 ‘가수 P 대(對) 갤러리 T 사이의 분쟁’으로 

요약된다. P는 ‘글로벌 스타’의 지위를 누리고 있

는 연예계의 스타이고, T는 예술계에서 나름 지명

도가 높은 문화공간이다. T가 약 5년 정도 세입자

로 사용해 왔던 건물을 P가 매입한 뒤 T의 명도(明

渡)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 사건이 미디어에 

알려진 것은 2015년 3월인데, 그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 ica-
tion)1)및 그에 수반하는 전치(displacement)의 한 

사례로 설명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논문은 젠트

리피케이션의 기존 이론을 적용하여 이 사건을 해

석하면서 지난 수 년 동안 일어난 과정을 단순화

하는 것은 피하고자 한다. 그를 위해 이 사건의 건

물주와 세입자 모두 문화 및 창의성2)과 긴밀하게 

연관된 행위자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행위자 각각을 (상업적) 연예인과 (순수) 예술

가라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문화와 창

의성의 상이한 분야에 속하는 두 행위자들로 인식

한다면, 이 분쟁은 상이한 개념의 문화와 창의성

을 배치(deployment)하여 장소를 가치화(valoriza-
tion)하려는 상이한 지향과 욕망 사이의 충돌로 개

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시간의 당사자 양방이 한남동에서 문

화와 창의성의 실천을 수행하는 행위자들 모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자들은 더 많고 다

양하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한남동이 이들 다

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이른바 창의경제(creative 
economy) 혹은 창의산업(creative industries)를 위

한 장소로 변환되고 있다는 점, 그렇지만 그 변환

이 반드시 원만하고 부드럽지 않으며 갈등과 경

합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절에서는 장소와 행위자에 관한 

이론적·경험적 검토를 수행하고, 연구방법에 대

해 소개할 것이다. 이어지는 절들에서는 각 장소

들의 사례를 현장연구를 통해 살펴본 뒤 결론에서

는 논의를 종합할 것이다. 이 글은 한남동을 이른

바 창의도시의 하나의 잠재적 사례로 하여 이론적

으로 분석하는 한편, 현장연구를 통해 그 분석이 

실제의 행위자들에게 어떻게 인지·감각되는지를 

검토하는 이중의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는 점도 

밝혀 둔다. 

2. 장소와 행위자:  

한남동과 다양한 창의계급

1) 장소: 한남동, 그리고 세 개의 ‘길’

이 글이 대상으로 삼는 한남동이라는 장소3)는 

종종 이태원의 일부로 묘사되어 왔다. 예를 들어,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1동에서 한남 2동까지의 

1.4km의 구간”으로 “인근 지역인 한남동 외인거

주지역과 많은 대사관이 밀집되어 있는 이태원 2

share a physical location, but do not have lasting social interactions and communicative networks.

Key Words :  Seoul/Yongsan/Hannam-dong, Place/place-making, creative class, creative underclass, gentri-
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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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등을 포함한 인근지역”(김은실, 2004: 18), “이
태원 1동, 이태원 2동, 한남동, 보광동, 해방촌 등 

수개의 동을 포함하는 더 넓은 지역”(Kim, 2014: 
43), “해밀턴 호텔을 주요기점으로 하는 녹사평역 

사거리에서 한강진역에 이르기까지의 범위, 즉 이

태원 관광특구로 지정된 약 1.4km에 이르는 범위”

(정지희, 2015: 10) 등의 인용에서 보듯, 한남동은 

이태원의 한 구역을 지칭하는 단위로 설정되고 있

다. 이상의 연구들은 각각 인류학, 사회학, 지리학 

분야에서 이른바 다문화 도시공간의 소비를 초점

으로 하고 있다. 위 연구들이 이태원의 특징으로 

‘외국인’, ‘이방성’, ‘다민족성(multi-ethnicity)’을 

각각 부각시키는 것은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그런데 이 논문이 대상으로 하는 초점과 관련해

서 한남동이 ‘이태원의 일부’라는 규정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이는 2010년대 이후 한남

동에서는 외국인과는 상이한 행위자들의 역할이 

더 인상적이라는 점, 그리고 관광이나 소비보다는 

문화 생산이 더 두드러진 실천으로 부상하고 있다

는 점 때문이다. 한남동이 이태원의 일부로 ‘글로

벌’하고 ‘코스모폴리탄’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것

은 사실이지만, 외국인이라는 다문화적 행위자는 

이태원의 다른 지역에 비해 덜 가시적이다. 

이제 이 글의 대상인 한남동이라는 장소의 범

위와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법정

동이자 행정동으로서 한남동은 문자 그대로 한강

과 남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산(및 매봉)에 

가까워질수록 부촌(富村)이, 한강에 가까워질수

록 빈촌(貧村)의 모습이 강하다. 북쪽과 동쪽4)에

는 재벌가의 저택, 외국인 아파트, 외국 대사관 등

의 건물들이 위치한 반면, 그 남쪽과 서쪽에는 차

량이 다닐 수 없는 비좁고 가파른 골목에 2-3층의 

주택이 빼곡이 들어차 있다. 

최근까지 이 곳의 도시경제학은 두 가지 상이한 

종류의 도시개발의 압력으로 압축될 수 있다. 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이른바 ‘한남

뉴타운’으로 대단지 아파트를 재개발하는 사업이, 

다른 구역은 대기업이 개입하여 상권을 개발하는 

그림 1. 왼쪽은 한 일간지에서 이태원의 여러 가지 ‘길’들을 구분한 약도. 

출처: 좌-MK부동산, 2015.8.16. 오른쪽은 공식 관광 사이트에서 우사단길을 표시한 지도. 

 우- Visit Seoul, 2015. 두 지도에서 ‘이태원역’과 ‘제일기획’을 확인하면 이 글에서 다루는 세 길의 위치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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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곳의 물리적 입지가 서

울의 중심일뿐더러, 구도심과 신도심(강남)을 남

북으로 연결하는 축의 중앙에 위치한 요지로 인식

되면서 이 두 가지 압력 모두 강도가 높은 편이다. 

단, 한남뉴타운 계획이 2015년 9월 서울시가 ‘전면 

재검토’를 발표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는

데, 이 점도 이 글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 한남동은 이런 도시경제

학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상이한 실천들을 유인

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 실천들은 한남동, 나아

가 이태원 여기저기에 비공식적인 ‘길’을 새로운 

장소로 명명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아래 그림 1에
서 보듯, 기존 이태원 거리와는 별도로 각종 ‘길’

이 이른바 ‘핫 플레이스(hot place)’로 형성되고 있

는 것이다. 그 가운데 한남동으로 한정한다면, 꼼

데가르송길, 한강진길, 우사단길이 발견되는데, 

이 세 장소(혹은 길)가 이 논문의 주요 관찰 대상

이다. 이 장소들이 문화소비의 장소일 뿐만 아니

라 문화생산의 장소라는 점은 다시 한 번 강조해  

둔다. 

더 흥미로운 점은 같은 동(洞)에 이웃하여 형성

된 세 개의 길 혹은 구역이 결코 동질적이지 않다

는 점이다. 각 구역에서 문화 및 창의성과 연관된 

경제적 실천들이 집적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일 

뿐, 이들 각각은 상이한 유형의 행위자들에 의해 

상이한 성격의 장소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한

남동을 이른바 창의경제 및 창의도시 담론(Caves, 
2001; Florida, 2012)을 동원하여 창의도시, 즉, 도

시문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이 결합되는 창의적 장

(creative field)으로 성급하게 규정하기 앞서 그 행

위자들 혹은 주체들 각각에 대해 세심하게 고찰하

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2) 행위자들: 다양한 창의계급들

장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행위자들을 식별하고,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시간이 꽤 지났지만,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가 고안한 창의

계급(creative class)(Florida, 2002)의 이론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널리 알려졌듯, 플로리다의 이론

은 어떤 도시에 존재하는 문화적 편의시설들(cul-
tural amenities), 예를 들어 레스토랑, 카페, 바, 소

극장, 공연장, 갤러리 등이 창의계급5)을 유인하여 

장소 혹은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강조

한 바 있다. 

플로리다의 이론에 대해서는 소비를 특권화하

고 있다는 비판(Peck, 2005; Krätke, 2010)이나 

소비와 생산의 통합적 이해에 실패한다는 비판

(Pratt, 2010) 등이 이미 제출되어 있다. 알렌 스콧

(Allen J. Scott)이 플로리다에 대해 “숙련되고 창

조적 개인들이 특정한 장소들을 함께 모이게 만드

는 필요충분조건인 생산 및 고용 시스템을 고려하

지 않는다”(Scott, 2008: 11)고 비판한 것도 비슷

한 이유다. 이는 창의계급이 현존한다는 사실만으

로는 지역의 문화경제적 생산이 장기적·지속적

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논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 

한다.6) 

나아가 플로리다의 주장은 그전까지 문화 및 창

의성과 연관되어 왔던 행위자들을 대체로 배제하

고 있다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즉, 그의 정의에는 

창의산업으로 공인되는 부문에 고용되어 일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창의적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

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 실제로 창의계급의 실

존을 인정한다고 해도, 창의적 엘리트와 창의적 

대중(mass)의 분화는 선명한데, 플로리다가 말하

는 창의계급은 전자에만 해당된다. 실제로 이 논

문의 현장연구에서 관찰한 한남동의 행위자들은 

창의산업 부문에 속하는 기업조직에 고용되어 일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업조직과 독립적으로 

창의적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양적·질적으로 

더 많았다. 

후자의 행위자에게 근사(近似)한 개념은 창의

적 하층계급(creative)일 것이다(Morgan and 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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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창의적 하층계급의 특징들로는, 그 성원

들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점, 상징적이고, 비상품

화되고, 혁신적인 제품 생산에 관여한다는 점, 

상징적 거래 및 교환에 참여하여 선물경제(gift 
economy)를 실천한다는 점, 아이디어와 창작물

의 차용과 공유의 습관을 통해 창의적 공공재(cre-
ative commons)를 생산한다는 점(Gornostaeva and 
Campbell, 2012: 170) 등이다. 나아가 창의적 하

층계급이 수행하는 표현적 저항은 넓은 범위에서 

정치운동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통해 불

평등한 사회적 관계, 지배적인 도덕적·경제적 권

력에 도전하는 경향이 있다고 부연된다. 이들이 

종종 ‘보헤미안’으로 묘사되는 것은 이들의 대안적 

라이프스타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다(Gornos-
taeva and Campbell, 2012: 172-173).

이들이 창의적이면서도 ‘하층’계급인 이유는 이

른바 신자유주의 경제에서는 예술과 창의성이 이

른바 유연한 축적체제에 통합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탈공업 시대에서 창의적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외주나 하청 등의 형태로 ‘값

싼 노동’으로 이용되어 자본축적에 기여한다는 점

은 선진국의 창의경제의 사례를 다룬 몇몇 글에서 

지적되어 왔다(Harvey, 1990; Lloyd, 2002). 이들

의 연구처럼 창의적 하층계급의 유연한 노동과 보

헤미안 라이프스타일이 미학적 차원에 입각해 있

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전략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

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례를 논한 뒤에 평가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남동에 자리잡은 독립적 행위자들 

전부를 창의적 하층계급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

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이 논문은 가설적으로 창

의적 소생산자라는 개념을 또 하나의 범주로 설정

하고자 한다. 여기서 소생산자(혹은 독립생산자)

는 ‘자기의 생산수단과 자기의 노동력으로 사회적 

생산에 참가하는 사람’이라는 사전적 뜻이고, 창

의적이라는 수사는 일반적 소생산자와 달리 이들

이 고유한 문화자본을 배치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가게(작업실이나 상점)’를 임대하여 혼자 혹

은 몇몇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라

는 뜻이다. 이들이 반드시 하층계급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종합하면, 이 글은 창의계급이라는 행위자를 동

질적 집단으로 규정하지 않고 내부의 분화에 주목

함과 동시에, 이들이 장소 내부에서 혹은 장소를 

거슬러 다른 집단과 맺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네트

워크적 연결성에도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즉 

창의계급 내부에서는 그 상층의 초창의적 핵심이

나 창의적 전문직, 그 저층의 창의적 하층계급 사

이에 창의적 소생산자가 광범하게 존재하며, 이 

소생산자는 부단한 이동성을 보여준다는 점이 중

요하다. 문화와 창의성과 연관된 기업조직의 상

급 직원이 초창의적 핵심이고 중하급 직원들이 창

의적 전문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경제적 동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문화 기획을 수행하는 사람들

을 창의적 하층계급이라고 한다면, 독립적으로 가

게나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창의적 소생산자

에 속할 것이다.7) 

이상의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현장조사에 기초

한 질적 연구를 방법론으로 선택했다. 2012년 이

후 불규칙적이지만 주기적으로 해당 장소의 방문

이 이루어졌고,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전반

기까지 주요 행위자들과 심층면접을 집약적으로 

수행했다. 면접자들 일부와 라포(rapport)가 형성

된 뒤 이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 일상적

으로 소식을 접하는 것도 정보와 데이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이곳에 대한 신

문과 잡지의 보도를 접하면서 미디어를 통한 재현

에도 꾸준히 주의를 기울였다. 이를 통해 한남동

의 상이한 구역의 불균등한 발전을 묘사하면서, 

그 발전이 어떻게 인지되고 감각되는가에 특별히 

주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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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 갈래의 길과 하나의  

경합하는 장소 

1) 꼼데가르송길 

여기서 한남동의 역사를 정치하게 다룰 수는 없

지만, 어느 정도의 요약은 필요해 보인다. 일제강

점기의 지도들에 따르면 한남동은 한남정(漢南頂)

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그 위치는 이 글에

서 분석의 초점으로 삼고 있는 남산 자락이 아니

라 한강에 가까운 마을이다. 한남동 고지대 대부

분은 시유지(市有地)거나 군징발지(軍徵發地)였

고, 그 일부는 공동묘지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한

남동과 그 인근의 보광동이 도회적 장소로 형성

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판자집을 비롯

한 이른바 ‘불량주택’이 대량으로 건설되면서부터

다. 여러 기록과 자료를 종합하면, 1950년대 중반

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이 구역에는 비공식 주거

지가 생겼다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한 것으로 추정 

된다.8) 

현재 이태원로 북서쪽에 위치한 한남동과 이태

원 2동의 고급주택가는 1960년대를 거치면서 이

곳의 판자촌이 전면 철거된 이후 1970년대부터 본

격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런 장소의 성격 변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행위자는 삼성 일가인데, 

1970년 11월 이건희 현 회장이 현재의 자택을 매

입한 것을 시작으로 삼성은 이곳 토지를 지속적으

로 구입하여 이 일대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었

다. 1990년대 중반 삼성 일가가 이곳에 토지를 대

량매입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은 ‘공익문화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이 어떤 식으로든 현실화된 것은 1990년
대 말의 경제위기를 거친 다음이다. 광고회사인 

제일기획이 1998년에 이곳으로 이전하고 2004년 

삼성미술관 리움(Leeum)이 개장한 데 이어, 2010
년 여름 패션기업 제일모직(현 삼성물산)의 꼼데

가르송과 르베이지의 주력 매장(f lagship store)이 

들어서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이 곳은 ‘문화타

운’으로 변화되었다. 2011년 인근에 복합공연장 

그림 2. 최근의 용산구와 한남동의 범위(왼쪽)과 1939년의 〈경성부시가약도〉의 일부. 오른쪽 지도에서 현재의 한남동에 

해당하는 한남정(漢南町)은 한강변 부근에만 마을이 존재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도 및 서울역사박물관(2006: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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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퀘어가 준공되고, 삼성이 네이밍 스폰서

(naming sponsor)로 사업관계를 맺은 것도 또 하나

의 의미 있는 사건이다. 

최근에는 삼성 이외의 대기업의 문화관련 시설

들도 인근에 자리를 잡았는데, 코오롱의 플래그십 

매장 시리즈, 현대카드가 지은 뮤직라이브러리, 

대림이 지은 구슬모아당구장 등이 속속 들어서면

서 이 거리의 경관이 더 다채롭고 풍부해졌다. 즉, 

이곳은 대기업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광고, 

패션, 미술, 음악 등 창의산업의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순환되는 곳이라는 성격을 확립했다. 이

들 대기업의 문화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플로리다가 말한 의미에서 창의계급에 근접하며, 

이들이 여가를 보내는 편의시설들이 속속 생성되

는 것도 관찰된다. 

꼼데가르송길이 형성되는 과정과 효과에 대해

서는 몇 가지 지적할 점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

곳에 관한 미디어 보도가 양적·질적으로 많았다

는 점이다. 꼼데가르송 매장이 개장한 지 몇 일 지

나지 않아 “제2의 가로수길로 뜨는 이태원 ‘꼼데가

르송 길’”(조선비즈, 2010.9.1.)이라는 기사가 등장

했고, 이후에도 “문화·예술이 특화된 상권”(조선

비즈, 2011.10.20.)이라든가, “‘삼성’이 주도하는 

“패션거리”(데일리안, 2014.5.19.)라는 보도가 꾸

준히 나왔다. 이는 실제로 ‘꼼데가르송길’이라는 

이름이 친숙하지 않다고 밝힌 주민들이 많았던 나

의 조사와는 대조적이다. 

두 번째는 꼼데가르송길이라는 장소의 범위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본 그림 1에서 이 

길은 한강진역을 중심으로 이태원로의 서북쪽에 

국한되어 있지만, 그림 3에서는 그 맞은 편의 일부

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코오롱 시리즈나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등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대

기업의 문화경제적 기획이 이미 이태원로 반대쪽

으로 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까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깃집과 일식집 정도가 

대부분이었던 이 거리가 외제 자동차 매장이나 유

명 셰프가 운영하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변모하는 

현상은 대기업의 기획이 기존 영토의 경계를 넘어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9) 

세 번째는 이 일대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명 연

예인에 의한 부동산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른바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기

울이는 부동산 투자의 최근 추세의 한 사례로 이

해할 수 있다.10) 주로 강남 일대에 집중되었던 유

명인들의 연예인들의 부동산투자가 마포구, 용산

구, 성동구 등 한강변 너머의 몇몇 지역까지 미치

고 있는 것이다.11) 내가 현장을 답사했을 때 지역 

주민들은 ‘아무개 건물’이라는 식으로 건물들의 소

유주들을 열거해 주었는데, 그 목록에는 인기 가

그림 3. 왼쪽 지도는 삼성이 한남동 일대의 토지를 이 구입하는 시점과 방법을 조사한 동아일보 1996년 7월 18일자에 실린 

약도다. 오른쪽은 조선비즈 2010년 9월 1일자에서 ‘꼼데가르송길’의 주요 랜드마크를 묘사한 약도인데 그 길의 범위는 대략 

왼쪽 지도에서 보이는 범위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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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영화 배우,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의 이름이 

등장했다. 용산구의 경우 수익형 부동산의 새 건

물주들이 국내에서의 유명세를 넘어 글로벌 문화

경제와 네트워크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그 점에서 한남동의 일부 구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과정의 주요 행위자들은 마크 데이비드슨

(Mark Davidson)이나 게이 브리지(Gay Bridge)가 

2000년대 런던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제안한 “글

로벌 슈퍼젠트리파이어”(Bridge, 2007; Davidson, 

2007)에 가깝다. 이 유형의 젠트리피케이션은 “글

로벌 접근성(global reach)을 가진 정치적 결연”

(Davidson, 2007: 504)을 형성한 신자유주의 계급

이고, 이들은 기존 주택의 개량을 통해 어떤 식으

로든 장소만들기(place-making)의 욕망과 가능성

을 가지고 있던 고전적 젠트리파이어와 다르다는 

것이다(Davidson, 2007: 504). 데이비드슨은 이

들의 글로벌리즘 혹은 코스모폴리타니즘 이데올

로기가 다원주의적이고 다문화적이라기보다는 사

유화되고, 뿌리없고, 엘리트주의적이라는 점을 덧

붙인다. 

엄밀한 의미에서 슈퍼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의 

전환뿐만 아니라 주거의 전환을 포함하기 때문에 

한남동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 정확히 부

합하지 않으므로, 이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신중

할 필요가 있다. 단, 한남동의 일부 구역에서 일어

나는 변화가 공간적 뿌리내림(embeddedness) 없
이, 즉, 장소에 기초하지 않은 네트워크를 가진 행

위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앞에서 이곳을 묘사할 때 영토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 때문이다.

‘대기업’이든, ‘유명인’이든 글로벌 슈퍼젠트리

파이어가 창의경제를 실천할 수 없다거나 창의도

시를 구축할 수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

지만, 최근 한남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은 플로

리다가 창의계급을 유인하기 위한 조건들로 설정

한 ‘3T(Talent, technology and tolerance)’ 가운데 

마지막인 ‘tolerance’라는 조건이 점점 더 축소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한남동에서는 창의도시

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크고 자금력이 필요한 고급

스러운 레스토랑, 패션 매장, 부티크 호텔 등의 업

종들 이외에는 창의적 실험을 하기 곤란하게 변하

고 있다. 한남동을 포함한 이태원의 특징인 다양

성, 개방성, 관용성 등은 적어도 꼼데가르송길 인

근에서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런 특징들이 한

남동의 나머지 구역에서는 아직 남아 있을까? 

2) 한강진길 

두 번째 사례를 시작하는 이 부분은 논문의 화

두로 삼았던 ‘P 대 T’의 분쟁으로 돌아오기 적절한 

자리로 보인다. 먼저 확인할 것은 분쟁의 현장인 

T의 위치가 꼼데가르송길과 한강진길이라는 두 

장소들 사이의 경계 혹은 접촉점이라는 점이다. 

전자가 대기업과 유명인의 행위성이 주도하는 영

토 구축의 실천을 표상한다면, 후자는 이와는 상

이한 행위성 및 실천을 표상할 것이다. 

먼저 이 분쟁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를 ‘건물주 

대 세입자’나 ‘부동산 대 예술’로 단순화하기는 곤

란하다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문화자본

이나 경제자본에 관한 고전적 개념들(Bourdieu, 

1986; Ley, 2003)을 원용한다면, 이 대립은 ‘경제

자본은 풍부하지만 문화자본은 빈약한 행위자’와 

‘문화자본은 풍부하지만 경제자본이 빈약한 행위

자’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경제자

본과 문화자본의 크기로 사유하기보다는 양측이 

상이한 유형과 성격을 가진 문화자본과 경제자본

을 각각 동원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 가운데 P에 대해서는 앞 절에서 이미 알아보았

으니 이제 T에 대해 알아 보자. 

T는 예술계에서 일종의 성공사례에 속하고, 자

타가 공인하는 ‘브랜드’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

면 이 곳은 “2006년 외부의 지원으로부터 독립하

여, 문화공간을 그 자체로 ‘자가발전’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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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식의 브랜드”12)로, 2007년과 성북동에

서 시작하여 2010년 한남동에 자리를 잡았고, 그 

직후 한 영화의 촬영지로 등장하면서 세인의 주목

을 끌었다. 그렇지만 T가 주목을 받은 것이 영화

촬영지였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

려 갤러리의 전형인 화이트 큐브(white cube)와 달

리, 허름한 건물을 개조한 장소가 풍기는 독특한 

분위기에서 ‘카페 레지던시’라는 독특한 프로그램

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대표 C의 말을 빌면, “입

주 작가를 포함하여 여기를 방문한 사람들이 자연

스럽게 네트워킹을 하는 문화적 장소”를 조성하고

자 했던 것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입주작가는 ‘독립’이나 ‘대안’ 등의 수사에 

부합하는 예술가와 작가가 지배적이었다. 

T는 한남동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2012년에는 

경리단길 초입에 같은 이름의 분점을, 2014년에는 

해방촌길 초입에 상이한 이름의 북카페를 개장하

면서 예술과 비즈니스의 모순에 대한 하나의 해법

을 제시하려는 실험을 전개했다. 예술계 종사자들

에게 T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대부분은 선망과 질투가 다양한 비율로 혼합된 감

정을 보였지만, ‘대단하다’는 감탄사를 빠뜨리지는 

않았다. 그 점에서 T의 경우는 ‘시(詩)로 시작하여 

부동산으로 끝난다’는 고전적 젠트리피케이션의 

순환에서 중간 한 국면을 적절히 표상한다. 

C와 인터뷰를 한 것은 P와의 분쟁이 표면화되

기 전인 2014년 11월이었는데, P가 부동산 명도단

행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2014년 8월이었다는 점

에서 당시 그녀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이곳도 부동산의 가치로 본다면 ‘누구의 것’이

겠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동시대에 많은 사람

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장소라는 인식을 하고 

운영한다면,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뜨고 버

그림 4. 한강진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길의 2012년과 2015년 지도. 상점의 성격과 규모의 변화를 보여 준다. 

출처: 앳스타일 스타&스타일 매거진, 2012.11.28. 및 중앙일보, 201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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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수 있는 아이가 아닌 거죠. 우리 마을의 아이

니까. 우리 도시에서 크기 시작한 아주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고, 그게 제게는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잘 배려해서 키워 나가야 

이 아이가 오래 머물 수 있는 거죠. ‘당신이 머리

가 좋아서 여기를 한남동에 만들었고 이것에 재

화 가치를 느끼면 팔고 떠날 거냐?’는 질문은 제

게는 없는 질문이에요. 

“T는 동네미술관”이며, 자신은 “지역의 문화 자

원에 관심이 많”다는 C의 발언에서 드러나듯, T
의 운영진은 장소만들기의 욕망과 기획을 나름대

로 가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구 주민을 포함하

는가라는 점은 논란이 있겠지만, T와 함께 각종 

이벤트를 기획한 행위자들 가운데 이 건물의 뒷골

목의 작은 터에 자리를 잡은 창의적 소생산자들이 

존재했다는 점에는 논란이 없다. T가 건물주와 대

립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이 T와 연합하고 있다. 이 

점은 T의 물리적 위치가 상이한 두 구역들과 두 행

위자들의 경계 혹은 접점이라고 말한 앞서 나의 

진단의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을 잘 설명해 준다. 

이들 ‘뒷골목의 행위자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은 2010년 무렵부터다. 이는 홍대앞(서교동), 삼

청동, 가로수길(신사동) 등에서 임대료가 폭등해

서 창의적 소생산자들의 대규모의 전치가 발생한 

사건과 무관치 않다.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전

치된 사람들의 목적지 가운데 하나가 이 골목길

들이었다. 2012년의 한 지도는 예술공간 G, 인디

음악 공연장 G, 전시공간 W, 독립서점 P 등 당시 

이곳에 자리를 잡은 곳의 목록을 보여준다. 또한 

2015년의 한 지도는 이 가운데 몇 개는 사라지거

나 운영자가 바뀌고, 그 사이에 더 많은 가게들이 

3-4년 사이에 생겨난 것을 보여준다. 이 지역에서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카페 C를 운영하면서 S라
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B에 따르면 “처음[2011년]

에는 4-5군데 정도 있었는데, 지금[2014년]은 40
군데 정도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는 홍대에서 대안공간을 운영하는 등 예술관

련 작업을 수행하다가 “[홍대에] 다양성이 싹 죽었

다”고 느끼던 차에 우연히 이 곳을 방문한 뒤 “홍

대에서 얻은 재미와 콘텐츠를 가지고 여기에 넘

어 와서” 계속하는 경우에 속한다. 그가 홍대에서 

활동할 때부터 어떤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작품의] 구

매와는 거리가 멀”어서 갤러리 내에서 [작품의] 판

매를 시도했지만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래서 그가 한남동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이곳에 

자리잡은 패션 디자이너들과의 연계다. 그의 인식

으로 용산은 “돈이 쉽게 들어오는” 특징이 있기 때

문에, 그의 기획은 “상업적 행위도 하면서, 이해가

능한 합리적인 것을 엮”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점에서 그가 최근에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이름이 

‘자립심’이라는 것은 흥미로운데, 그 이유는 그가 

추구하는 것이 단지 문화적 자립을 넘어 경제적 

자립이기 때문이다. 즉, B가 말하는 ‘자립심’은 C
가 말하는 ‘자가발전’과 상통하는데, 이 점이 지향

과 규모의 차이에 불구하고 두 인물(및 단체)이 연

합할 수 있는 기반으로 보인다.

사진가이자 전시공간을 운영하면서 B와 함께 

자립심을 기획하고 있는 I는 이 점을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자립심을 “지역 프로젝트”라

고 정의하면서, 그 목적은 “동네 안에서 커뮤니티

를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끼리 소통도 하고 각자의 

공간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

해 주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란 “세입자”이고, 

그들의 ‘장르’는 “주로 패션과 음식”이라고 부연했

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어서 차별이 심”하고, 그래

서 자립심을 기획할 때의 반응을 들어 보면 “장사

를 하고 싶은 분들이 반, 공간을 유지하고 싶은 분

들이 반”이라고 털어놓았다. 

정리하면 한강진길은 예술을 전공한 뒤 문화기

획을 통해 자립을 모색하려는 사람들의 실천이, 

자영업(패션과 음식)을 창의적이고 예술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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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려는 사람들의 실천과 결합하여 형성된 장소

다. 그렇게 된 요인으로는 ‘홍대’, ‘가로수길’, ‘삼청

동’ 등 2000년대 서울에서 대표적인 창의적 장들

이 다양성과 개방성을 잃었다는 행위자들의 공유

된 판단에 기인한다. 문제는 2010년대의 한남동이 

위 장소들이 밟았던 궤적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보

장이 없다는 점이다. 반복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그런 과정이 예전처럼 예상 범위 밖에 있지 않다

는 점이다. 

3) 우사단길

제일기획 사옥 뒤편에 소재한 이슬람 성원에

서 우사단길, 공식적으로 우사단로 10길을 걷다

보면 양갈래로 갈라지는 곳에 작은 재래시장이 나

타난다. 일명 ‘도깨비시장’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그 이름은 “단속을 나오면 귀신같이 사라지기 때

문”이란 설도 있고,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세 시

간 동안 사람들이 모였다가 순식간에 사라져서 생

긴” 것이라는 설도 있다(조정구, 2012). 이유가 무

엇이든 우사단길은 한동안 도깨비시장길(임석재, 

2006: 86-91)로 불렸고, 실제로 이전에 이곳에는 

지금보다 더 큰 시장이 존재했다. 사실 도깨비시

장길이라는 이름의 역사도 수십년밖에 되지 않는

데, 그 이유는 일제시대 이곳은 공동묘지로 사용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곳을 지칭하는 또 하나의 어휘가 있

는데 이른바 ‘한남3구역’으로, 이는 재개발 계획

에 따라 붙은 이름이다. 이때의 ‘한남’은 공식적 동

(洞)을 넘어 인근의 보광동과 이태원동의 일부를 

포함하는 반면, 앞 절에서 다룬 한남동의 다른 지

역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재개발 계획은 2003년 

처음 계획된 뒤 여러 차례 부침을 거치다가, 앞서 

말한대로 ‘전면 재검토’라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었다. 그 결과 향후 몇 년 동안 전면 철거에 기초한 

아파트 재개발이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

이 우세하다. 

이런 도시개발의 복잡한 동학은 “쇠퇴의 징후를 

보였던 지역이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결과 어떠한 

형태의 개인적 정비도 불가능해지면서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와중에도 이러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이주민이나 저소득 계층들이 그 공간을 채우는 현

상”(신현준·김지윤, 2015: 234)을 낳고 있다. ‘이

주민과 저소득 계층’이 거주의 불안정성을 감수하

고서라도 이곳에 세입자로 전입해 오고 있는 것이

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계급 가운데 ‘창의적’ 계급

도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2013년에 한 언론 보도

(한겨레, 2013.12.18.)는 이곳을 ‘높은 한남동’으로 

묘사하면서 앞 절에서 묘사한 ‘낮은 한남동’과 대

비했다. “‘패션 피플’들의 새로운 아지트”인 낮은 

한남동과 달리 이곳은 “가난한 예술가들이 공동체

촌을 닮은 거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 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2012년 8월 카페 B가 

개장하면서부터다. 이후 ‘열정’을 브랜드로 하는 

음식을 개발하여 화제를 모은 청년기업 C가 처음 

오프라인에 문을 연 곳이다. 2012년 이 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C와 더불어 디자인 작업실 겸 매장

인 W, 마을활동가의 작업실인 N 이 오래된 식당

이나 상점과 이질적인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

다. 즉, 이들은 ‘청년’이라는 담론과 연관되어 배출

된 예술가, 활동가, 창업가에 속한다. 이들을 포함

하여 비슷한 지향과 욕망을 가진 주체들의 활동을 

다룬 보고서의 제목이 ‘청년 예술가·창업가들의 

골목길 고군분투기’(영희야 놀자, 2014)인 것이 이 

점을 설명해 준다. 

2000년대까지 이 곳은 남아시아·중동계 이주

자라는 인종적 소수자(송도영, 2007) 그리고 트랜

스젠더와 성노동자 등 성적 소수자를 위한 편의시

설이 더 지배적이었고, 그 점에서 ‘이방인의 커뮤

니티’(Kim, 2014)라는 이태원의 오래된 장소 정

체성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 뒤 방금 언급한 사례

들을 시작으로 지난 3-4년 동안 이 길에는 ‘청년’, 

‘잉여’, ‘열정’ 등의 이름으로 호명되는 주체들이 몰

려들었고, 이는 동네 경관의 시각적 변화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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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문화기획자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역사를 기

록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L은 이를 “창고에서 

가게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많은 건물이 방치된 채 비어 있거나 창고로 사용

되었던 시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 변화는 극

적이다. 

이들 가운데 핵심 성원들은 우사단단이라는 단

체를 결성하여 커뮤니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을활동가 J에 의하면, “처음에는 동네에서 같이 

술 마시던 모임이 동네 반상회가 되고, 동네 반상

회를 홍보를 하니까 삼삼오오 모여들어서 지금의 

우사단단의 형태가 되었다”. 이 우사단단은 정기

적으로 마을회의를 갖고, 마을신문을 발간하는 데 

이어 2013년부터 ‘계단장’이라는 아트마켓을 기획

하면서 마을의 구심점이 되었다. 3월부터 10월까

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계단장은 여

러 다른 지역의 비슷한 사례들에 비해서도 성공

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13년 몇 차

례 신문 보도에 이어 2014년 5월 KBS-TV의 〈다큐

멘터리 3일〉에 ‘높은 곳, 낮은 삶’이라는 다큐멘터

리가 방영된 것은 이곳이 외부에 알려지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들이 이곳으로 모여든 동기는 제각각이지만, 

‘장소의 중심성에 비해 임대료가 싸다’는 입지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분

명했다. 타투(문신) 작업실이자 전시실을 운영하

는 H1는 “서울 지도를 딱 봤을 때 중심을 찾”았고 

자신의 작품의 유통을 위해 “강남이자 인사동으

로 빠지기도 좋”은 특성으로 인해 이곳을 택했고, 

공동 작업실이자 전시실을 운영하는 세 명의 여성 

예술가는 “우리 셋이 사는 주거공간의 중심쯤”이

라서 이곳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즉, “작업실 없는 

형태로 일하다가 작업실을 만드는 것을 고려”할 

때 당시로서는 “엄청 싼 임대료”에 끌려 온 경우 

였다. 

이런 입지적 및 경제적 동기와는 다르게 이들 사

이에는 어떤 정서적 공통분모가 있었고, 그 점이 

장소에 기반한 커뮤니티를 강하게 형성해 주었다. 

H1은 그의 작업이 “직업적으로 한다는 개념은 없

고 내 맘대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H2
는 자신을 “지속가능한 한량”이라고 표현해 주었

는데, 이는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라고 주변 동료에게 선언

하고 퇴사한 그녀의 이력이 잘 설명해 준다. 매우 

개인주의적으로 보이는 이들에게는 의외로 강한 

커뮤니티 의식이 존재했다. H2는 “주위에 일손이 

필요하면 가서 도와주”든가, “‘이게 필요하다’고 

인터넷에 올리면 서로 빌려주는” 것이 그 예일 것

이다. 옥상유랑단이라는 음악 프로젝트를 수행하

고 있는 N으로부터는 “어떤 집의 비밀번호를 [몇

몇이] 다 알고 있다”라든가 “[이곳에 온 사람들은] 

동네 안에서 거의 해결하고 동네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날이 많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H1이 여

기는 “여기가 좋은 게 시골마을같은 느낌이 있다”

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우사단단을 이끌고 있는 J는 이 점에 대해 “자기 

일은 빡세게 하고, 동네에 놀 수 있는 친구들이 항

상 있고, 삶의 풍요로움과 만족도가 있는...이 삼

박자가 맞는다”라고 정돈되게 표현해 주었다. 따

라서 이들의 삶이 단지 젊었을 한때 좋은 시절을 

구가하는 낭만적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J는 자신

들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일이 “아직 본격 비즈니

스같지는 않다”는 나의 평에 대해 부정하면서, “실

력으로 승부를 내고 싶고 실속 없는 겉포장을 싫

어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본격 비즈니스를 목적으

로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과연 이들의 생계가 어떻게 꾸려지는 것일까’

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곳에서의 비즈니스

에 전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꽤 있었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일’, ‘재미있는 일’, ‘원해서 하는 일’을 

하고 있는 행위자의 경우는 이와는 달랐다. N의 

경우 “이틀은 ‘나인투식스’로 클라이언트(광고주)

의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고 말해 주었고, 설치미술가인 K와 S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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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 소품을 만드는 일과 패션 동향을 파악하

는 일을 해서 생계를 해결한다고 했다. 

2012년과 2015년의 시점을 비교해도 이곳에 남

아 있는 사람들의 성격에 다소의 변화가 일어났

다는 것을 보기는 어렵지 않았다. 2년마다 재계약

을 해야 하는 주기를 “한 싸이클이 돌았다”고 말

한 J는 “예술가들은 조금 빠져나가고… 판매할 수 

있는 게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은” 상황이라는 것

이다. “2년 사이에 임대료가 50%, 보증금이 30-

60%가 올랐다”는 그의 증언은 이곳에도 젠트리피

케이션이 어떤 형태로든 작동하고 있는 것을 말해 

준다. 우사단길은, 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한 사

람을 전치시킨다는 이른바 서브젠트리피케이션

(sub-gentrification) 혹은 슬럼 젠트리피케이션을 

검증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일 것이다.13)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는 ‘불안감’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프랜차이즈가 들어오

기 힘든 구조”(N)라는 안도감이 있다면, 다른 한

편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

(J)이라는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

운 것은 이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에 대

해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동네의 

변화를 인근에 위치한 ‘경리단길’이나 도시조직이 

유사한 곳(예를 들어 창신동이나 해방촌)과 끊임

없이 비교하고 있다는 점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하나의 담론으로 형성되어 행위자의 실천의 조건

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한남동을 처음 연구할 때 나의 시각은 ‘젠트리피

케이션의 또 하나의 사례분석’ 이상이 아니었던 것

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젠트리

피케이션 연구가 종종 승자(젠트리파이어)와 패자

(피전치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서 결론내리

는 것이 공허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실제로 젠트

리피케이션이라고 호명되는 과정들의 유형과 성

격은 매우 다양했는데, 이는 젠트리파이어라는 행

위자들의 지향과 욕망을 동질적이고 일원적으로 

조망하기보다는 이질적이고 다형적으로 조망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글에서 고전적 젠트리피케

이션, 슈퍼젠트리피케이션, 서브젠트리피케이션 

등의 유형을 구분하려고 시도한 것은 문화와 창의

성을 매개로 장소가 변환되는 다양한 유형과 행위

자를 논하려는 시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아가 기존 이론들을 적용하여 장소만들기(젠

트리피케이션)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

요한 것은 상이한 행위자들의 상이한 실천이 어떻

게 하나의 지역(한남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

났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한남동의 각 구역에는 

초창의적 핵심·창의적 전문직부터 창의적 소생산

자를 거쳐 창의적 하층계급에 이르는 다양한 계급 

분파들이 분포하고 있고, 이들 사이의 이른바 ‘창

의적 계급투쟁’이 공간화 실천을 통해 집약적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의 하나로는 한남동, 나아가 

용산구 전체가 2000년대에는 젠트리피케이션에

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

러 연구들과 기사들을 통해 밝혀졌듯, 2000년대

의 젠트리피케이션, 혹은 문화와 창의성이 주도하

는 도시발전이 왕성했던 곳은 마포구(홍대앞)(이

기웅, 2015), 종로구(북촌·서촌)(신현준, 2015), 
강남구(가로수길)(김필호, 2015) 등으로 현재 이곳

들은 과도하게 상승한 지가와 임대료로 인해 창의

적 소생산자가 진입할 수 없게 변환되었다. 실제

로 한강진길과 우사단길의 창의적 (소)생산자들은 

새로 창업한 경우를 제외하면 앞서 언급한 장소들

에서 전치된 경우가 많았다. 

그 점에서 2010년대 이후의 한남동은 도시공간

에서 문화와 창의성이 지역의 문화경제적 생산과 

어떤 관계를 맺어 나아갈지를 관찰하는 흥미로운 

현장이 될 것이다. 이는 이 글에서 분석한 세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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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들(길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살펴

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

행된 것은 3-4년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확정적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사변적 결론을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어떤 곳이든 ‘창의산업의 클러스터’로 불릴 수 

있다면, “[국가기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독립 문화

행위자들과 상업적 비즈니스 사이의 복합적 혼합

을 통해 작동”(O’connor, 2015: 46)해야 하는 조건

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 ‘복합적 혼합을 통한 

작동’은 각 장소들(길들) 내부에서는 감지되었지

만, 장소들 사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글의 

기저에 깔려 있는 P와 T의 분쟁은 복합적 혼합보

다는 영토적 배제가 이곳의 규칙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오코너가 말한 독립 문화행위자와 상업적 

비즈니스 사이의 혼합은 양자 사이에 하청과 외주

(outsourcing) 등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영미 모델에서만 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14) 

한국의 창의경제에서 이런 혼합이 발생하기 힘든 

조건들에 대해서는 추후 전문적 연구가 필요해 보

인다.

그럴 때 가장 가능성이 큰 미래의 시나리오는 한

남동의 세 개의 장소들이 서로 간에 선의의 무관

심(benign indifference)을 보이면서 공생하는 것이

다. 그렇다면 그 행위자들이 반드시 외국인이 아

니더라도 ‘이방인의 커뮤니티’라는 이태원의 오래

된 성격이 유지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가능성

과 더불어 어느 한 세력의 이 지역을 자신의 배타

적 영토로 만들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 이 글

의 관찰이었다. 그 점에서 한남동의 사례는 도심

지역의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의계급의 유

인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혹은 고려해야 하지 않아야 할) 사항들이 무엇

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 사항들의 구

체적 목록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작업은 추후의 연

구로 남기고자 한다. 

주

1) 젠트리피케이션 개념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평주는 이 글

에서는 간략하게만 수행한다. 영미 학계에서의 논의에 대

해서는 Lees, Slater and Wyly, (2008), 국내 학계의 논의에 

대해서는 신현준·김지윤(2015)에 의존한다. 그 정의는 “도

심의 노동계급 지역 혹은 비어 있던 지역의 중간계급의 거

주 및 상업 용도로의 변환”(Lees, Slater and Wyly, 2008: 

xv)이라고 확인해 둔다. 최근 서울의 다양한 지역의 젠트리

피케이션에 대해서는, 『도시연구』 14호(2015)의 특집호에 

나온 신현준(2015)의 서촌에 관한 글, 이기웅(2015)의 홍대

앞 인근에 관한 글, 김필호(2015)의 강남에 관한 글을 각각 

참고하라. 

2) ‘Creativity’를 ‘창조성’으로 번역할지 ‘창의성’으로 번역할

지에 대한 확립된 용어법이 없지만, 이 글은 후자를 택한

다.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이 글에서 말하는 창의성/창

의경제가 현 정부의 공식 정책 담론인 창조경제와는 외연

과 내포를 모두 달리 하기 때문이다. 이 창조경제 정책은, 

이 학회지 17권 4호에 실린 두 논문에 의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에 의존하는 벤처창업 중심”(남기범·송정은, 

2014: 642)이자 “실제로는 ‘구산업’ 경제에의 개입과 정책 

합리화를 위해 동원”(최병두, 2014: 606)되고 있다고 비판

되고 있다. 같은 호에 실린 문미성(2014), 채지민·이원호

(2014), 이종호(2014)는 각각 상이한 각도에서 창조경제와 

관련된 경제지리학의 여러 주제들을 검토하고 있어서 이 

글의 배경이 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이 글에서 장소란 위치(location), 현장(locale), 장소감

(sense of place)이라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는 문화지리

학의 정의를 채용한다(Agnew, 1987: Cresswell, 2004: 7). 

한편 봅 제솝(Bob Jessop)과 닐 브렌너(Neil Brenner) 등을 

인용하여 사회-공간적 관계를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

일이라는 4개의 차원으로 구분하는 박배균(2012)의 논의

는 관련된 곳에서 유연하고 적절하게 구사될 것이다. 

4) 한남동처럼 구릉지를 이루는 지형에서 동서남북의 방향

은 정확히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글에서 사용하는 방

향은 임의적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또한 한남동 동쪽의 부

촌, 이른바 UN빌리지는 이 글에서는 대체로 제외된다. 

즉, 이 글의 대상은 한때 북한남동(北漢南洞)에 속했던 지

역에 국한한다. 

5) 플로리다는 초창의적 핵심(super-creative core)과 창의적 

전문직(creative professionals)를 구분한다. 전자는 과학, 공

학, 교육, 컴퓨터 프로그래밍, 연구조사 등의 직업을 아우

르면서 예술, 디자인,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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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후자는 지식기반 산업(의료, 금융, 법조 등)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 두 집단 모두 이 글에서 말

하는 ‘창의적 엘리트’에 속한다. 

6) 스콧의 연구는 이른바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를 강

조한다. 그에 의하면 창의성은 ‘사회적 맥락’에서 작동하

며, ‘창의적 장’에서 개인들은 서로 간에 거래적 교환(trans-

actional exchanges)으로 얽혀 있고, 다양하게 정보를 담

은 신호들을 수신하고 발신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개인들

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지역적으로 축적된 인식론적 및 

문화적 전통의 요소들을 흡수하고 지적한다(Scott, 2010: 

121). 이는 특정한 장소(도시)에서 문화경제적 생산은 누적

적 인과관계의 패턴을 가지며, 상호연관된 실천들의 네트

워크가 복합적으로 작동한다는 함의를 갖는다. 한 연구에

서, 창의산업이 클러스터를 이루는 요인들을 고려할 때 ‘역

사적·문화적 유증(endowment)’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참고로 나머지 요인들은 장소의 크기, 창

의산업의 평균 크기, 생산 다양성, 인적 자본과 창의계급

의 집적 등이다)(Lazzeretti et al, 2008). 

7) 이기웅(2015)은 안드레아 엘마이어(Ellmeier, 2013)가 말

한 문화기업가(cultural entrepreneur)를 원용, 이를 문화기

획자로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다. 문화기업가란 “문화를 이

용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드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여기

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프로젝트 기반 단기계약직 노

동자 등 창의산업 종사자들의 일반적 고용 및 노동형태가 

내포”되어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문화기업가를 “문화활동

이나 행사를 창안하고 조직하는 문화기획자를 지칭하는 용

어”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의 용법과는 괴리가 있어서 오해

의 가능성이 있다. 즉, 문화기업가라는 말은 예컨대 제일

기획 같은 사기업과 공공기금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문

화기획 단체를 구분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문화

기업가의 원어가 내포하는 의미는 수용하되, 그 어휘를 직

역하여 사용하지는 않는다. 한편 김필호(2015)의 경우 ‘창

의적 자영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아

직 충분히 이론화된 것 같지 않다. 이런 용어법의 혼란에

도 불구하고, 이 행위자는 ‘문화노동자(cultural worker)’

(Peck, 2005), ‘독립 문화행위자(independent cultural ac-

tor)’(O’connor, 2015: 46)’, ‘예술적·창의적 노동자(artisti-

cally creative worker)’(Krätke, 2010) 등의 지시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8) 이 일대의 판자촌에 대해서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생겨

나기 시작했”(서울역사박물관, 2010: 62)다는 최근의 한 

추정이 있지만, 1957년에 “판자집 450호를 철거”(경향신

문, 1957.9.20.; 청년허브, 2014: 82)했다는 기록을 종합하

면 그 시점은 더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 초중반에 이

미 한남동의 판자집 철거에 관한 일련의 기록(동아일보, 

1962.9.9.; 동아일보, 1964.10.29)들도 존재한다. 참고로 

1962년 판자촌이 철거된 장소인 ‘한남동 산 10-33’ 일대는 

한때 현재 리움미술관, 하이얏트호텔, 용산국제학교 사이

의 임야다. 

9) 그 점에서 2010년 4월 설치미술가 최정화가 꼼데가르송 맞

은편의 골목길에 개장한 복합문화공간 혹은 대안공간인 

G가 2013년 계약이 만료되면서 자리를 비운 사건은 중요

한 사건이다. 이곳은 현재 A로 이름을 바꾸고 재출범하는

데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이는 이곳의 건물주이자 운영자가 

“인근의 부촌에 거주하는 재력가”라고 밝혀 주었다. 비슷

한 시점에 대림미술관이 만든 ‘대안공간’인 구슬모아 당구

장이 멀지 않은 곳에 문을 열었다. 그런 이유로 2013년 봄

은 한남동의 예술공간의 성격이 변화하는 중요한 순간이었

다. 상세한 설명은 시사인, 2013.3.29. 

10) P의 가족의 내력을 고려하면 그 경로는 더 인상적이다. 이

미 2000년대부터 P의 가족 성원은 청담동과 신사동에서 

카페와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특유의 감각으로 “가로수

길을 제일 먼저 움직인 사람들”(동아일보, 2008.3.21.) 가

운데 한 명으로 거례되었다. 즉, P의 가족은 한남대교를 사

이에 둔 두 장소를 연계하는 상징적 지도를 그리고 있는 것

이다. 한편 P는 자신이 매입한 건물에 한 대기업의 프랜차

이즈 카페를 입점시킬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소속사인 

Y엔터테인먼트는 이미 부동산과 요식업과 관련된 창의경

제를 오래 전부터 마포구에서 실천해 오고 있다. 

11) 상세한 목록은 이코노미스트의 2015년 6월 29일자를 참

조하라. 

12) T 홈페이지 http://www.takeoutdrawing.com/take3/

tod.asp (검색일, 2015.12.5.)

13) 서브젠트리피케이션 혹은 슬럼 젠트리피케이션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촌인 파벨라(favela)의 최근의 변화, 

이른바 ‘파벨라 쉭(favela chic)’을 연구하면서 나온 개념이

다(Cummings, 2005). 

14) 오코너가 말하는 ‘독립 문화행위자’란 창의적 소생산자보

다 조금 더 넓은 범주인데, 이들이 시장을 통해 혁신과 창

의성을 주도하는 ‘영미 모델’은 다른 나라들의 창의적 소생

산자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일 것이다. 그러나 뻬쩨르부르

그의 도시문화를 사례연구한 오코너는 러시아에서는 혁신

과 기획력으로 번성하는 소규모 비즈니스 부문이 극도로 

형성하기 힘들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러시아는 프랑스나 

캐나다같이 시장의 매개보다는 공공의 가치를 강조하는 모

델을 따를지, 중국이나 싱가포르같이 국가와 시장이 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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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델을 따를지 갈등하고 있다고 오코너는 진단한다. 

이는 ‘영미 모델’이 보편적 모델이기는커녕 실제로 구현되

는 사례가 많지 않은 예외적 모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뷰]

S, 30대 여성, 예술가

K, 30대 여성, 예술가

J, 30대 남성, 활동가·예술가

L, 20대 남성, 활동가

H1, 40대 남성, 예술가

H2, 20대 여성, 자영업

N, 20대 여성, 활동가·예술가

B, 30대 남성, 기획자

C, 40대 여성, 기획자·예술가 

I, 30대 여성, 기획자·예술가

K, 50대 여성, 패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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